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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effective data management method for easing the burden on self-study report by analyzing operational 

data on accredited engineering programs. Four analysis criteria are developed: variability, difficulty level of collecting, urgency of 
analysis, timeliness. After the operational data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analysis criteria, the data which should be managed 
in time are extra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s a data management method in which tasks of 
managing the timely-managed data are performed based on the regular academic schedule, so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a working-level referenc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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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공인원)은 2001년 인증평가를 시작한 

이래 매년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송동주ㆍ강상희, 2012). 

인증평가 절차가 최근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인증 프로그

램은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

원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받게 된

다. 인증 프로그램은 목표-실행-측정-평가 및 분석-개선의 선

순환 체계 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판정의 종류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은 1~6년으로서, 결함

(D) 판정이 없는 경우 3~6년이 유효기간이다(한국공학교육인

증원, 2014). 따라서 인증 프로그램에서 차기 자체평가보고서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6년간의 운영 데이터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운영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하는 작업은 데이터

가 발생한 시점에 수시로 수행하거나, 분석 주기에 따라 일정 

기간 취합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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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가 과다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점에서야 대다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 동안의 실적

과 연계 짓는 것이 현실이다. 운영 데이터를 발생 시키는 통상

적인 학사 업무와 운영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별

개로 인식되고 운영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공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운영 데이터의 분석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선이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증 프로그

램의 운영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작업이 일상적인 학사 업무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

운영 데이터에 따라서는 일시에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효

율적인 것도 있고, 해당 시기에 수집하지 않으면 정확한 데이

터의 수집이 불가능한 것도 있으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적

시에 취합 및 분석을 수행해야만 하는 데이터들도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운영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운영 데이터 취합 및 분석을 일상 업무로 전환하여 관리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유인근, 2007)

는 상위 수준의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인

증기준 전 영역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함

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실무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상세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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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증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 특징 분석

1. 분석 환경 설정

가. 분석 대상

공학인증기준(KEC2005)과 컴퓨터 ‧정보기술인증기준(KCC2010)

에서는 프로그램이 만족하여야 할 기준을 8가지 영역으로 제

시하고 있는데, 1) 프로그램 교육목표,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3) 교과영역,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7) 교

육개선,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등으로 구성된다(한국공학교

육인증원, 2012a;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2b). 또한 공인원

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제공하여 각 인증기준에 대해 

어떤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다(한국

공학교육인증원, 2012c;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2d).

성결대학교는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성결대학교, 2013a), 

멀티미디어공학 전문 프로그램(성결대학교, 2013b), 정보통신

공학전문 프로그램(성결대학교, 2013c) 등 3개의 프로그램이 

2013년도에 인증 평가를 받아 인증을 재획득하였다. 본 연구

는 공인원의 인증기준,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성결대학교의 3

개 인증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각 인증기준 영

역별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취합하여 분석해야하

는 운영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나. 분석 방법

운영 데이터의 특징 분석은 2회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인증 피평가와 3년여의 PD교수 수행 경험이 있는 저자가 타 

프로그램 PD교수들의 자료 협조를 받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가지 분석 기준을 

수립하고 각 분석 기준은 상, 중, 하 3단계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수준을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각 

수준의 구분 기준은 가능한 한 정량화하였다. 예를 들어, 변동

성의 구분 기준은 데이터 발생 후 변경 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으로 정량화하였고, 학사 일정이 1년 단위로 진행되므로 1

년 단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기준 수립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각 인증 기준별로 자체평가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운영 데이

터를 나열한 후, 실제 취합된 데이터들을 검토하여 정의된 분

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다. 분석 기준

데이터를 발생 시키는 실행 및 측정의 주기나 평가 및 분석 

주기는 인증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가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 주기는 고려

치 않고 해당 데이터의 자체적인 특징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에 사용된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1) 변동성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 

및 처리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변동성은 데이터의 값이 

얼마나 자주 변경되는지를 상, 중, 하로 구분하며 그 의미는 다

음과 같다.

• 상: 데이터 발생 후 평균적으로 1년 이내에 1번 이상 변경

될 수 있다.

• 중: 데이터 발생 후 평균적으로 1년 ~ 2년 이내에 1번 이

상 변경될 수 있다.

• 하: 데이터 발생 후 평균적으로 2년 이내에 변경될 가능성

이 희박하다.

인증 프로그램에서 실행 및 측정 주기를 결정할 때 변동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변동성 기준은 실행 및 

측정의 시급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2) 수집 난도

수집 난도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다. 교내외 구성원 및 기관의 협조 필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분류하였다.

• 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교외 구성원이나 교내외 기

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 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교내 구성원의 협조가 반드

시 필요하다.

• 하: 구성원이나 기관의 협조 없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수

집 가능하다.

3) 분석 시급성

데이터 발생 시마다 즉시 평가 및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

므로 즉시 분석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분석 시급성은 이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상: 데이터 발생이나 이전 분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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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onal data for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구분 ID 데이터 명 발생시기 변동성 수집 난도 분석 시급성 적시성

교육목표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구성원 의견 수집

1-01 산학자문위원 설문조사 11월 상 상 하 중

1-02 재학생 설문조사 9월 상 중 하 하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

1-03 졸업생 설문조사 11월 상 상 중 상

1-04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 11월 상 상 중 상

1-05 고용주 설문조사 11월 상 상 중 상

Table 3 Operational data for program outcomes and assessment

구분 ID 데이터 명 발생시기 변동성 수집 난도 분석 시급성 적시성

학습성과 평가

2-01 졸업예정자 설문조사 11월 상 중 상 상

2-02 졸업예정자 수준진단 평가시험 11월 상 중 상 상

2-03 종합설계 평가(보고서, 발표) 12월 상 중 상 상

2-04

졸업예정자 학생포트폴리오 평가(어학점수, 

공인IT자격증, 평생교육참여보고서, 봉사활
동참여보고서)

12월 상 중 상 상

2-05 에세이 평가(사회영향, 시사논점, 윤리의식) 11월 상 중 상 상

석해야만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 중: 데이터 발생이나 이전 분석 후 1년 ~ 2년 이내에 분석

하더라도 분석 결과 활용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 하: 데이터 발생이나 이전 분석 후 2년 이후에 분석하더라

도 분석 결과 활용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4) 적시성

적시성은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집이나 분

석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유의하여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적시성은 변동성, 수집 난도, 분

석 시급성 등 전술한 3가지 기준에 기반하여 Table 1의 적시

성 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변동성과 분석 시급성이 모두 

높은 데이터는 적시성도 높다. 또한, 수집 난도가 높은 데이터

는 변동성이 높고 분석 시급성이 중급 수준이거나 분석 시급성

이 높고 변동성이 중급 수준인 경우 적시성이 높은 것으로 판

별한다. 적시성은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의 우선순위로 볼 수 

있겠다.

Table 1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imeliness
변동성 수집 난도 분석 시급성 적시성

상 상, 중, 하 상

상상 상 중

중 상 상

상 중 중

중

중 중 상

상 상 하

하 상 상

중 상 중

그 외의 경우 하

2. 데이터 특징 분석 결과

가. 프로그램 교육목표

프로그램 교육목표 인증기준과 관련된 운영 데이터는 

Table 2와 같다. 교육목표 설정 및 개선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집과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 데이터

는 각 구성원들의 설문조사와 졸업생 취업현황 자료로서 변동

성이 높다. 교육목표는 4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성원 의견 수집 

관련 데이터의 분석 시급성은 낮으나,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 

관련 데이터는 중급의 분석 시급성을 갖는다. 한편 재학생 설

문조사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가 외부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하

여 수집 난도가 높으므로, 교육목표 인증기준과 관련된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

와 외부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나.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인증기준에 대한 운영 데이터는 

Table 3에 보인 바와 같다.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은 

매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운영 데이터의 

변동성이 높고, 모두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므로 수

집 난도는 중급 수준이다.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은 매년 졸업

생들의 수준을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것

이니 만큼 그 결과에 대한 분석 시급성은 상급 수준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학습성과 및 평가 운영 데이터는 모두 적시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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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perational data for curriculum

구분 ID 데이터 명 발생시기 변동성 수집 난도 분석 시급성 적시성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교과과정 
편성

3-01 교과목별 교육목표 연관성 10월 하 하 하 하

3-02 교과목별 학습성과 연관성 및 반영률 10월 하 하 하 하

3-03 학습성과별 교과목 수 10월 하 하 하 하

3-04 교과과정별 학습성과 반영정도 10월 하 하 하 하

3-05 비교과과정 활동과 교육목표와의 연관성 10월 하 하 하 하

3-06 비교과과정 활동과 학습성과와의 연관성 10월 하 하 하 하

3-07 교과과정 이수체계 10월 하 하 상 하

3-08 교과과정 개편 내역 10월 하 하 상 하

3-09 기본교과과정표(부록) 1월 하 하 하 하

3-10 교과과정 개정 내용 및 설명(부록) 1월 하 하 하 하

3-11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표(부록) 1월 하 하 상 하

이수체계 준수 보장 3-12 이수체계 준수인정 신청서 3, 9월 상 중 상 상

교과목 CQI 3-13 강의 CQI 보고서 6, 12월 상 중 상 상

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내용

3-14 수업계획서/설계계획서 3, 9월 상 중 상 상

3-15 프로젝트 교과목별 설계 구성 요소 4, 10월 상 중 상 상

3-16 프로젝트 교과목별 현실적 제한조건 4, 10월 상 중 상 상

다. 교과영역

교과영역의 운영 데이터는 교과과정 편성과 교과과정 운영으로 

크게 구별되는데, Table 4에 보인 바와 같이 교과과정 편성과 관

련된 데이터가 많다. 교과과정 편성 관련 데이터는 교과과정 개

편 주기에 따라 변동성이 달라진다. 대개 교과과정은 4년 이상을 

주기로 개편하므로 변동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수

체계 준수 보장, 교과목 CQI, 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내용 등 교과

과정 운영 관련 데이터들은 매 학기 발생하는 데이터들로서 변동

성이 높다. 수집 난도 측면에서는 교과과정 편성 데이터는 프로

그램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난이도가 낮은 반면 교과과

정 운영 데이터는 교수 및 학생이 개입되므로 중급 수준이다.

대체적으로 교과과정 편성 데이터는 분석 시급성이 낮고 교

과과정 운영 데이터는 다음 학기 교과과정 운영 개선에 즉시 

활용되어야 하므로 분석 시급성이 높다. 교과과정 편성 데이터 

중에서 교과과정 이수체계, 교과과정 개편 내역, 대체 및 유사

교과목 목록 등은 학생안내서 등을 통해 매년 신입생 및 재학

생에게 안내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분석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수체계 준수 보장, 교과목 CQI, 

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내용 관련 데이터들이 적시에 관리되어

야 할 데이터로 분석되었다.

교과영역은 인증졸업요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교과과정이 빈번히 개편된 경

우에는 이수체계를 포함한 교과과정의 개편 내용, 대체교과목 

목록, 개편 내용 적용 시기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관리하고 안

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수체계 준수 보장을 위해 이수체계 

준수인정 신청서가 잘 관리되어야 하며 인증예비사정이나 인

증졸업사정 시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라. 학생

Table 5에 보인 바와 같이 학생 영역의 운영 데이터는 수량

이 많고 교내 유관기관의 협조나 교내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신입생의 응시전형별 학생 수, 영역별 수

능 점수, 재학생의 토익 성적,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부록), 학

사징계자 현황, 장학생 현황 등은 교내 유관기관으로부터 입수

해야할 데이터이므로 통상적인 업무 일정 중에 데이터를 입수

하여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신입생 설문조사, 재학생 설문조사, 상담 CQI 보고서, 프로

그램 졸업생 수, 인증 포기 현황, 인증졸업예비사정, 인증졸업

사정, 프로그램 간 학생 이동 현황 등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적시에 관리해야할 데이터들이다.

특히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전입생, 휴학생, 제적생 등의 숫자를 파악해야 한다. 

이 수치는 해당 시기가 지난 후에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

므로 학기마다 미리 수집해둬야 할 데이터이다.

마. 교수진

Table 6의 교수진 운영 데이터는 교수진 규모, 교수진 활동 

실적, 교수진 지원 실적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겠다. 교수진 규

모는 변동성이 낮고, 교수진 활동 실적은 분석 시급성이 낮아 

일괄 취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교수진 지

원 실적은 교내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교수진의 다른 

데이터들보다 적시성 높다고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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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perational data for students

구분 ID 데이터 명 발생시기 변동성 수집 난도 분석 시급성 적시성

신입생 평가

4-01 응시전형별 학생 수 4월 상 상 중 상

4-02 영역별 수능 점수 4월 상 상 중 상

4-03 신입생별 선택교과현황 4월 상 중 중 중

4-04 기초학력평가 결과 4월 상 중 중 중

4-05 신입생 설문조사 4월 상 중 상 상

4-06 MBTI 검사 4월 상 중 중 중

4-07 학업성취도 평가 7월 상 중 중 중

재학생 평가

4-08 토익 성적 6, 12월 상 상 중 상

4-09 공인IT자격증 취득 현황 6, 12월 상 중 중 중

4-10 재학생 설문조사 9월 상 중 상 상

상담

4-11 지도교수별 제자반 지도 학생 수 3, 9월 상 상 하 중

4-12 지도교수별 수강신청상담 결과 2, 8월 상 중 중 중

4-13 지도교수별 정기상담 결과 6, 12월 상 중 중 중

4-14 상담 CQI 보고서 6, 12월 상 중 상 상

4-15 공학인증 행사 결과 3월 상 중 하 하

4-16 취업세미나 결과 수시 상 하 하 하

4-17 지도교수별 졸업작품지도 실적 6, 12월 상 하 하 하

4-18 교내 상담기관 이용 현황 12월 상 상 하 중

4-19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부록) 6, 12월 상 상 상 상

4-20 프로그램 졸업생 수 2, 8월 상 하 상 상

관찰

4-21 지도교수별 학생 관찰 실적 12월 상 중 중 중

4-22 인증 포기 현황 3월 상 중 상 상

4-23 학사징계자 현황 2, 8월 상 상 중 상

4-24 장학생 현황 2, 8월 상 상 중 상

전입생 수용
4-25 전입생 상담 실적 2, 8월 상 중 중 중

4-26 전입생 학점인정 현황 2, 8월 상 중 중 중

모든 졸업생 졸업요건 충족 보장

4-27 인증졸업예비사정 3월 상 중 상 상

4-28 인증졸업사정 1월 상 중 상 상

4-29 프로그램 간 학생 이동 현황 3월 상 중 상 상

Table 6 Operational data for faculty

구분 ID 데이터 명 발생시기 변동성 수집 난도 분석 시급성 적시성

충분한 교수진 구성

5-01 교수별 강의담당 실적(부록) 12월 하 하 하 하

5-02 교수진 전공 강의담당 요약(부록) 12월 하 하 하 하

5-03 교수진 학생 지도 업무(부록) 12월 상 하 하 하

5-04 교수별 학생지도 현황 2, 8월 상 중 하 하

5-05 교수진 정보 분석(부록) 10월 하 중 하 하

5-06 교수 충원 계획 10월 하 중 하 하

교수진의 자기계발 노력

5-07 공학교육인증제도 참여 활동 2월 중 중 하 하

5-08 공학교육 전문성 계발 활동 2월 상 중 하 하

5-09 전공분야 전문능력 계발 활동 2월 상 중 하 하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

5-10 산학자문위원회 실적 10월 상 하 하 하

5-11 산업체 기술지도 및 자문 실적 2월 상 중 하 하

5-12 교수진의 과제 수행 실적 2월 상 중 하 하

교수진의 교육, 연구 능력 향상과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5-13
연구능력향상 지원 실적(연구년, 학술장려금, 

논문발표, 학회참석, 교내연구)
2월 상 상 하 중

5-14 교육능력향상 지원 실적 2월 상 상 하 중

5-15 봉사활동 지원 실적 2월 상 상 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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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Operational data for institutional support

구분 ID 데이터 명 발생시기 변동성 수집 난도 분석 시급성 적시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 
운영 실적

6-01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요 행사 내역 2월 상 상 하 중

6-02 프로그램운영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2월 상 하 하 하

공간, 시설, 장비

6-03 시설 및 공간 현황 11월 하 하 상 하

6-04 장비 현황 11월 상 하 상 상

6-05
공간, 시설, 장비의 적절성(재학생 설문조사 
포함) 분석

11월 상 중 상 상

6-06 공간, 시설, 장비의 유지보수 실적 2월 상 하 중 하

재정지원

6-07 재정지원 현황 11월 상 하 상 상

6-08 재정지원의 적절성 분석 11월 상 하 상 상

6-09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인력 현황 12월 하 하 하 하

6-10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인력 적절성 분석 12월 하 하 하 하

Table 8 Operational data for program improvement

구분 ID 데이터 명
발생
시기

변동성 수집 난도 분석 시급성 적시성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 결과 분석

7-01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 결과 분석 12월 중 상 중 중

7-02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 결과 분석 1월 상 중 상 상

내‧외부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7-03 프로그램 CQI 회의 1, 7월 상 중 상 상

다만, 교수진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교수진 규모가 

변경되었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교과과정이나 학생

정원이 변경된 경우 교수별 전공 강의담당 요약이나 교수진 

학생 지도 업무 등을 바탕으로 교수충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바. 교육환경

Table 7에 보인 교육환경 운영 데이터 중에서는 공간, 시설, 

장비, 재정지원의 적절성 분석과 연관된 데이터만 적시에 확보

하여 분석하면 된다. 시설 및 공간 현황이나 행정 및 교육 지원 

인력 현황 등은 변동성과 수집 난도가 낮아 적시성이 낮다.

사. 교육개선

교육개선 영역의 운영 데이터는 Table 8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직간접적으로 교육개

선과 연관되므로 프로그램 차원에서 프로그램 CQI를 적시에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졸업예정자를 대상으

로 측정한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 결과 분석은 적시에 관리되어

야 하며,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 결과 분석은 각 프로그램의 평

가 및 분석 주기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이다.

III. 적시 관리 데이터 관리 방법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이 별도의 큰 업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는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취합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모든 운영 데이터들을 곧바로 분석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시성이 높은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술한 운영 데이터 특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시성이 높아 적시에 관리해야할 데이터만을 학사

일정에 맞춰 정리한 결과가 Table 9이다. 관련 데이터 ID는 해

당 업무와 연관된 운영 데이터들의 ID이다.

적시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의 핵심은 매 학기말에 프로

그램 차원의 프로그램 CQI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 학기 동안 발생된 각종 운영 데이터들을 취합 및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적시에 반영한다. 2학기

에는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 졸업사정 등 학년도를 마감하는 

업무들이 많으므로 학기별 업무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졸업

생 취업현황 조사를 비롯한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 및 결과 분

석 업무를 1학기로 배치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공인원의 인증기준,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성결대

학교 3개 인증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인증 프

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 데이터를 변동성, 수집 

난도, 분석 시급성, 적시성 등의 분석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특

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시 관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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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ata management method for timely-managed data according to regular academic calendar

시기 업무 명 데이터 관리 방법 관련 데이터 ID

3월, 9월
이수체계 준수인정 신청서 
접수

(예비)졸업사정 시 학생 이름으로 신속히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3-12, 4-27, 4-28

3월 인증졸업예비사정
이수를 포기하지 않은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교과영역별 인증기준학점, 기 취
득 학점, 이수체계 위반 여부, 부족 학점 등을 포함.

4-27

3월 인증 이수/포기 현황 작성
이수포기신청서 접수 완료 후, 총 인증대상 4학년 학생 수, 이수포기 학생 수, 이수
율/포기율 등을 포함하여 현황을 작성하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
리함.

4-22, 4-29

4월, 10월
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현황 
작성

프로젝트 교과목 담당교수가 입력한 설계계획서로부터 설계 구성 요소와 현실적 제
한조건을 추출하여 연계 관계가 적절한지 분석함.

3-14 ~ 3-16

4월 신입생 입학 현황 작성 신입생 각 학생별 입학전형, 각 수능영역별 점수 등을 포함해야 함. 4-01, 4-02, 4-07

4월, 10월 전입생 명단 입수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부록)를 채우기 위해 매 학기마다 전입생 명단이 필요함. 전
입의 종류(복학, 전과, 편입 등), 학년, 공학인증여부 등을 포함.

4-19, 4-25, 4-26,

4-29

5월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
프로그램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졸업 후 2~3년이 경과한 졸업
생의 취업현황 조사 결과를 유지함. 졸업생별 연락처, 회사명, 직무분야, 전공 관련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함.

1-04

6월, 12월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계산

전입생 명단, 인증 이수/포기 현황을 바탕으로 자체평가보고서 부록 양식에 따라 학
생 수를 계산함. 휴학생은 학기 중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6월 1일, 12

월 1일 등 특정일을 기준으로 학생 수를 계산함. 졸업생 수는 학교 졸업사정 완료 
후 업데이트함.

4-19, 4-20

6월, 12월 토익 성적 입수 각 학생별 시험 시기, 점수 등을 포함. 4-08

7월, 1월 프로그램 CQI 회의

한 학기 동안의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사항을 도출함. 주로 
다음 사항을 포함.

1-03 ~ 1-05,

2-01 ~ 2-05, 3-13, 

4-05, 4-10, 4-14,

5-01 ~ 5-06,

6-03 ~ 6-10

7-01 ~ 7-03

7월

•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 결과(평가주기 도래 시)

• 신입생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
• 상담 CQI

• 강의 CQI

• 교수진 규모의 적절성(필요시)

1월

•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 결과
• 재학생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
• 상담 CQI

• 강의 CQI

• 교육환경의 적절성

8월, 2월
학사징계자 및 장학생 명단 
입수

학생 상담 및 관찰에 활용하기 위해 학사징계 유형, 징계 누적횟수, 장학금 유형, 

장학금 금액 등을 포함한 학생 명단이 필요함.
4-23, 4-24

12월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 결과 
취합

학생별 졸업예정자 설문조사, 수준진단 평가시험, 종합설계 평가(보고서, 발표), 학생
포트폴리오, 에세이 평가 결과. 학생별로 각 평가도구의 점수가 종합적으로 취합되
어야 함.

2-01 ~ 2-05

1월 인증졸업사정
인증 졸업예정자에 대해 인증기준 학점, 이수 학점, 이수체계 위반 여부, 사정 결과 
등을 포함.

4-28

1월 교과과정 개편 내역 작성
교과과정 개편 때마다, 이수체계를 포함하여 교과과정의 개편 시기, 개편 내용, 개편 
내용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시기 등을 명시함. 각 학번에게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명
확히 유지 관리하여야 함.

3-07 ~ 3-10

1월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 작
성

교과과정 개편 내역을 바탕으로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을 작성함. 이 목록을 학생
안내서에 포함하고 수강신청 상담 시 안내함.

3-11, 4-27, 4-28

를 도출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였다. 각종 운영 데이터 관리 업무를 통상적인 학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체평가보고서 작

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성결대학

교 3개 인증 프로그램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나 타교

의 유사 프로그램들도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므로 본 연구 

결과를 타 프로그램의 운영 데이터 관리 방법 개선에 참고자료

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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